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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ferences 

Child Documents 

Other Related Documents 

Non-linked References 

2.0 Scope 

3.0 Responsibilities 

4.0 절차 

4.1 사용 승인 

인증 회사는 다음 조건을 수락하면 회사의 인증서에 명시된 ABS QE 인증서와 인정기구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ABS QE 인증 마크와 인정기구의 마크, 기호 및 로고 [Exhibit I], 이하 "마크"라 한다.) 마크 사용 규칙 및 준수 

인증서는 인증 회사에 전달한다. 마크의 허용된 전자복제는 요청 시 인증 업체에 전달되며, ABS QE의 현재 

인증 상태 확인에 따른다. 

    
 
 

 
 

Exhibit I 
4.2 조건 

4.2.1 마크(기호/로고)는 통신, 광고 및 홍보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준수 인증서 범위 설명서에 기술된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기호는 인증 범위에 포함된 특정 시설 및 

프로세스/제품 라인과 관련된 자료(예: 레터헤드, 마케팅 문서, 광고, 송장 재고 양식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표는 다양한 종류의 포장 및 문헌에 대한 마크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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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제품(Note 
1) 

제품 포장 혹은 회사 
정보 (Note 2) 

광고를 위한 

팜플렛등 

인증선언없이 마크만 사용(Note 3) 불가 불가  허용 (Note 5) 

인증 선언과 더불어 마크 사용 

인증 선언의 사용 

불가 Not 
Permitted 

불가 Not 
Permitted 

허용 (Note 5) 

 

허용 (Note 6) 

허용 (Note 5) 
 
 
허용 (Note 7) 

Note 1: 개별 패키지, 컨테이너 등에 있는 유형 제품 또는 제품을 나타낸다. 엔지니어링, 테스트 및 분석 

활동의 경우, 도면, 재료 명세서, 사양 목록, 테스트 또는 분석 보고서 또는 인증서가 될 수 있다. 

Note 2: 제품 포장은 제품이 분해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봉된 정보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거나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형식 라벨 또는 식별판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Note 3: 이것은 적용가능성에 대한 일부 기본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특정 양식을 가진 마크에 적용된다. 만약 

그러한 문구가 진실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말만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 의미에서의 표시를 

구성하지 않는다. 

Note 4: 이는 (이 제품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 ISO 9001 표준에 정의된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증되거나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되었다는 명확한 진술일 수 있다. 

Note 5: 기호나 로고를 사용할 때, 승인되지 않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표시의 

사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Note 6: 이 문구는 결코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이 수단으로 인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술서에는 다음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인증된 고객의 식별(예: 브랜드 또는 이름) 

• 관리 시스템의 유형(예: 품질, 환경) 및 해당 표준 

•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 기관 

Note 7: 복수의 장소가 확인되는 모든 매체(하드 카피 또는 전자)에서 인증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증 

청구는 인증 범위에 포함된 위치와 인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인증범위가 특정 장소 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활동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매체에서의 인증 선언은 인증 범위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2.2 실험실 시험 보고서, 교정 기록, 검사 보고서 또는 인증서에 인증 마크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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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ABS QE는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해당 인증서와 참조된 마크/로고/그래픽의 사용 및 복제를 허가한다. 

인증기업은 준수 인증서의 자체 버전/표시를 생성하기위해 ABS QE 인증서의 구성요소 또는 ABS QE 

인증서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 행동은 마크의 오용에 해당할 것이다. 

4.2.4 마크는 인증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항상 해당 표준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4.2.5 모든 인정기구 표시는 주로 준수 인증서에 표시된 색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인증된 기관은 다른 색상의 

사용에 대해 ABS QE에 구체적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4.2.6 모든 마크는 모든 특징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크기로 사용해야 한다. 

4.2.7 인정기구 마크 ANAB, RVA, CGCRE 및 SAAS는 ABS QE 인증 마크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인정기구 

마크의 크기는 ABS QE 인증 마크의 크기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 

4.2.8 IATF 로고 사용 허가는 ABS QE ISO/TS 16949 준수 인증서에 포함된 것에만 국한된다. "IATF" 

마크/심볼/로고는 ISO/TS16949 인증취득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 

4.2.9 "EMA" 마크/심볼/로고는 EMA 인증을 받은 조직에서 사용할 수 없다. EMA는 이 마크의 사용 허가를 

승인된 인증 기관(ABS QE)으로 제한한다. 

4.2.10 인증서에 CGCRE 로고가 있는 조직은 이 규칙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필요 외에도 "Inmetro/MDIC No. 

179; NIE- CGCRE -009 - 로고 사용, 인증에 대한 기호 및 참조"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표준은 http://www.inmetro.gov.br/credenciamento/sobre_org_cert.asp#uso 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  

4.2.11 마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품에 직접 사용되거나 ABS QE가 제품 자체를 인증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 ABS QE는 제품 인증을 수행하지 않는다. 

4.2.12 ISO 9001 표준의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 요청은 ISO 9000을 언급하는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IS0 9001 표준을 참조해야 한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구식 ISO 9001:2008 및 ISO 14001:2004 

표준과 마크에 언급된 인증 청구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ABS 품질평가가 인증 철회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다. 

4.2.13 인증된 회사는 ABS QE가 수용할 수 없는 기호 및 ABS QE가 오해할 수 있다는 모든 형태의 진술을 

수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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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어떤 이유로든 인증이 종료되면 인증 회사는 즉시 상징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기호가 나타나는 

모든 재고를 파기해야 한다. 

5.0 Training and Knowledge 

6.0 Quality Records 

7.0 Confidentiality 

8.0 Files 

Current Revision 
 

Previous Revisions 
 

Approval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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